2017 교육구 고등학교

여름학교
프로그램
1학기:
2학기:

6월 26일-7월 14일
7월 18일- 8월 3일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55분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혼합 온라인 학습 사이트
Thomas S. Wootton 고등학교

오전 8시 10분–11시 30분
추가 웹컴퍼런스가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지역 여름학교 사무실• 301-279-3202
여름학교 프로그램의 변경은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extendedhours/summer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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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각 학생에게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
생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
도록 유도합니다.

Mrs. Patricia B. O’Neill

사명

Mr. Eric L. Guerci

모든 학생이 학습 및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과 대학 및
직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
는 기반이 되는 사회적 정서
적 기량을 갖추도록 합니다.

학교 행정

Ms. Jill Ortman-Fouse
Mrs. Rebecca K. Smondrowski
학생의원

Jack R. Smith, Ph.D.

교육감(Superintendent of Schools)

핵심 목적
장래에 더욱 성공할 수 있
도록, 모든 학생을 준비시
킵니다.

핵심가치
학습
관계
존중
우수함
공평

Maria V. Navarro, Ed.D.

학업 관련 책임관(Chief Academic Officer)

Kimberly A. Statham, Ph.D.

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Andrew M. Zuckerman, Ed.D.
행정 책임관(Chief Operating Officer)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www.montgomeryschoolsmd.org

2017년
지역 고등학교 여름학교 프로그램
오전 8시 10분-오후 1시 55분
1학기: 2017년 6월 26일-7월 14일
2학기: 2017년 7월 18일-8월 3일
달력

장소

5월 3일. . . . . . .  1학기와 2학기 등록 시작
6월 16일. . . . . .  1학기 등록 마감일: 낮 12시 이전 학교에서
(MCPS 학생)
6월 26일. . . . . .  1학기 개학 첫날
6월 28일. . . . . .  2학기 등록 마감일: 낮 12시 이전 학교에서
(MCPS 학생)
6월 30일. . . . . .  1학기 환불 요청 마감일
7월 3일. . . . . . .  휴교
7월 4일. . . . . . .  공휴일-학교 휴무
7월 6일. . . . . . .  중간성적 보고
7월 12일-13일. .  제2학기-추가등록 CESC Cafeteria.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함
7월 12일 오후 1시-5시
7월 13일 오전 7시 30분-오후 1시 수업료는
우편환/머니어더로만 받음
7월 14일. . . . . .  1학기 마지막 날
7월 18일. . . . . .  2학기 첫날
7월 19일. . . . . .  성적표 우송
7월 24일. . . . . .  2학기 환불 요청 마감일
7월 26일. . . . . .  중간성적보고
7월 27일. . . . . .  여름 학교 담당 비서에게의 학생 졸업
페키지 제출 마감일
8월 3일. . . . . . .  2학기 마지막 날
8월 8일. . . . . . .  졸업식 예행연습-오후 2시.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강당
8월 8일. . . . . . .  성적표 우송
8월 10일. . . . . .  졸업식 오전 11시.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강당

Northwood 고등학교
919 University Blvd., West
Silver Spring, Maryland 20901
Thomas S. Wootton 고등학교
혼합 온라인 학습 사이트
2100 Wootton Parkway
Rockville, Maryland 20850
Walter Johnson 고등학교
6400 Rock Spring Drive
Bethesda, Maryland 20814
Watkins Mill 고등학교
10301 Apple Ridge Road
Gaithersburg, Maryland 2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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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학생 등록 과정
등록 인원에 제한이 있으며, 선착순으로 먼저 등록한 사람을 우선합니다.
1학기 마감일:
2학기 마감일:

2017년 6월 16일
낮 12시 이전 학교에서

2017년 6월 28일
낮 12시 이전 학교에서

2학기 추가 등록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함)
CESC, 850 Hungerford Drive, Cafeteria, 수업료는 우편환/머니어더로만 받음

7월 12일-오후 1시-5시

7월 13일 오전 7시 30분-오후 1시

모든 등록원서는 작성 후 교직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1. 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확인하기 위해 카운슬러와의 상담을 요청하고 맞는 학기에 신청하기 위해 Google 등록양식을 작성합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extendedhours/summerschool/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학부모/
후견인과 학생은 이메일로 완성된 양식을 받게 됩니다. 받으신 양식을 프린트한 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같은 온라인에 있는 PDF 형태인 등록양식을 프린트합니다. 학생은 카운슬러와 과목에 관해 만나기 전, 학생정보
항복을 기재합니다.
2. 카운슬러는 학생을 만나 필요한 과목을 확인하고 과목을 선정하며 등록원서에 서명하고 OASIS에 등록합니다.
3. 카운슬러는 현금, 수표, 우편환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학교 재정 담당자에게 지불하는 방법 그리고 학비 면제 양식, 면제
선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하여 학생에게 안내를 해 줍니다.
• 학생이 면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은 적절한 서류를 확인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교직원은 양식에 서명하고 학생에게 양식을 돌려줍니다.

4. 학생은 서명받은 등록 양식*, 등록금 그리고 면제 정보(해당되는 경우)를 학교 재정담당(financial specialist)에게 꼭 제출해야
합니다. 각 학생은 수업등록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게 되며, 이 영수증은 수업등록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됩니다.
5. 수강료:
• 체크/마니오더(우편환): 체크/마니오더:수취인을 MCPS로 하고 수표의 주소 아래에 학생의 ID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수표에는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크레딧/데빗 카드 (비자 /마스터 카드 만 가능): 온라인 지불은 학교 지불 웹사이트, http://osp.osmsinc.com/MontgomeryMD/
왼쪽의 메뉴에서 REGIONAL SUMMER SCHOOL FEES를 선택합니다. 그 후, Regional Summer Fees (고등학교) 링크를
선택합니다. 등록 수속 시작 후, 오후 6시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 영수증을 프린트합시다.
• 학생은 수업료가 완불되기 전까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6. 담당교사 배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특정 교사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7. 등록학생 수 미달로 인해 강좌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만 연락을 받습니다.

MCPS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등록 절차
등록 인원에 제한이 있으며, 선착순으로 먼저 등록한 사람을 우선합니다.

우편 1학기 마감일:
2017년 6월 12일 이전 우편소인까지

우편 2학기 마감일:
2017년 6월 21일 이전 우편소인까지

1. Google 양식 또는 PDF로의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서명을 모두 한 후, 등록금과 함께 다음 주소로 우송합니다.
Regional Summer School Office 850 Hungerford Drive, Room 254, Rockville, Maryland 20850
2. 수강료: 위쪽 5번을 보십시오.
3. 보내기 전, 최종 확인 목록:
o 등록양식
o 카운슬러*/학부모 서명
		
o 지불
o 학비 면제 양식과 적절한 서류(해당되는 경우)
(Montgomery 카운티 거주자만 해당 됨)

*예비 9학년 학생은 중학교 상담교사와 고등학교 학교장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 양식을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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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조정안

등록

출결석

성적표

수업 첫날, 학부모 그리고/혹은 법적 후견인은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 또는 504 프로그램에 포함된 조정안 사본을 여름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교사가 해당 학교에 배치됩니다.
고등학교 여름학교 학기 동안 제공하는 매우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위하여
철저한 출석이 요구됩니다. 결석과 지각에 대한 학부모로부터의 사유서가
요구되며 모든 경우 여름학교 담당 사무실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학생이 결석
2번 또는 지각 6번을 할 경우, 해당 수업은 취소되며 학점과 성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도 받지 못합니다.

강좌 취소

등록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과목은 취소됩니다. 취소되는 경우 학생들에게
통보되며 다른 강좌 그리고/또는 다른 장소로 변경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모든 비용은 납부되어야 하며 여름학기 동안 학생에게 대출된 교재 교구
일체는 적절한 교사에게 반납되어야 합니다. Chromebooks는 학생이 원래
다니는 학교(home school)에 반환해야 합니다.

훈육

학생은 MCPS와 여름학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일
이상의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프로그램 등록이 취소되어 더 이상 수강할
수 없습니다. 여름학교 프로그램은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이틀 이상 학생이
결석한 경우, 학생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과목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통과하기 힘들어집니다.

적격한 학생

고등학교 여름학교는 현재 9-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8학년을 수료한 학생은 홈스쿨 교장(혹은 대리인)의 추천과 진학할 고등학교
교장 (혹은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학점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중간성적보고

중간성적표가 모든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1학기-2017년 7월 6일
				
2학기-2017년 7월 26일

졸업식 안내

졸업에 관한 양식과 정보 자료는 여름학교 센터 비서에게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름학교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 졸업할 계획을 하고 있는 MCPS 학생은 선택
양식을 2017년 7월 27일(목)까지 여름학교 센터 비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졸업식 예행연습: 2017년 8월 8일(화)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강당, 오후 2시
• 졸업식: 2017년 8월 10일(목) Richard Montgomery 고등학교 강당,
오전 11시

날씨로 인한 연기일

날씨로 인해 학교가 휴교할 경우, 수업시간이 1.5시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날씨에 관한 비상안내는 개학 중의 안내와 같이 TV, 라디오, MCPS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녹음된 비상 안내는 301-279-3673으로 전화합시다.

의학적 정보

주의할 점: 자녀에 관련된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여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직접 알려야 합니다.

환불

환불 지원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학기: 2017년 6월 30일 (금)
• 2학기: 2017년 7월 24일(월)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학생 수 미달로 인한 강좌 취소에 한하여 전액환불됩니다.
• 수업에 출석한 적인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 요청하실 경우, 수업 시작 일주일 미만의 경우, 부분적인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미만만 출석했고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혹은 재택
격리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예외일 수 있습니다.
• 수업 시작 후 첫 주를 지나 일주일 이상 수업에 참석한 경우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결석을 이유로 여름학교 등록이 취소된 학생은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여름학교에서 정학/퇴교 조치를 받았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는 최대한 8주 걸립니다.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
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extendedhours/summerschool)

등록하는 방법은 2쪽 등록 안내를 보십시오. 온라인 등록 양식과 PDF 등록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departments/extendedhours/summerschool
성적표는 강좌가 끝난 후 각 학생의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MCPS에 등록된
학생이 아닌 경우는, 성적표 사본이 학생의 학교와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의무 분기별 평가시험(RQA)

의무 분기별 평가시험(RQA)이 각 분기 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카운티 거주/비거주 학생

• 카운티 거주 학생--거주 학생이란 Montgomery County에 연중
거주하는 자이거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카운티 거주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 비거주자—홈스쿨 그리고 부모 혹은 법정 후견인이 몽고메리 카운티
외부에 있는 경우입니다.

•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고 MCPS의 School Counseling, Residency,
and International Admissions Office(국제학생 입학처)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학생은 본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성적표

MCPS 학생—갱신된 성적표는 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합시다.
MCPS 재학생이 아닌 학생은 여름학교 성적표를 받지 않습니다.

교통수단

여름학교 장소까지의 등하교 교통편은 학부모님들께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Ride On 버스의 청소년패스(Summer Youth Pass-$18로 여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패스)와 Youth Cruiser SmarTrip® 카드($2)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youthcruiser.com를 보시거나 전화 311로 문의합시다.
RideOn 버스 서비스:
Northwood 고등학교	Ride On 8번 과 9번버스 매일 운행.
Metrobus C2와 C4 매일 운행.
Thomas S. Wootton 고등학교 Ride On 56번 매일 운행.
Walter Johnson 고등학교	Route 6번, 26번, 47번, 96번 버스
매일 운행. Metrobus J3 러시아워만
운행.
Watkins Mill 고등학교
Ride On 64번 매일 운행.

학비

모든 학생들은 학비를 완불해야 반에서의 좌석을 확보하고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학비는 학생 학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수표나 우편환의 수취인은 MCPS(payable to MCPS)입니다.
• 수표에는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송됩니다.
• 주소 아래에 학생의 이름과 MCPS ID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MCPS 외부 학생인 경우, 주소 아래에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수표가 리턴될 경우 또는 크레딧카드 결제가 안 될 경우 수수료 $25
이 부과됩니다.
• 신용/데빗 카드(VISA 또는 MasterCard 만 가능)로 지불할 경우,
온라인으로 지불합시다. http//osp.osmsinc.com/MontgomeryMD/.
왼쪽의 메뉴에서 REGIONAL SUMMER SCHOOL FEES를 선택합니다.
그 후, Regional Summer Fees (고등학교) 링크를 선택합니다. 등록
수속 시작 후, 오후 6시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 영수증을 프린트합시다.

면제

총가구 수입 확인에 따른 학비 면제를 통하여 등록비를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 학교 학비 할인 및 면제 신청서 Application for Partial
or Full Waiver for Summer School Tuition (MCPS Form 325-4)는 각
학교와 온라인 에 있습니다.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
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extendedhours/summer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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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6월 26일-7월 14일)
과목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coursebulletin.montgomeryschoolsmd.org.
과목

과목 번호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제공 장소

영어
영어 9A

1311

영어 8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영어 10A

1321

영어 9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영어 11A

1331

영어 10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영어 12A

1341

영어 11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7835

다음 학년도 10학년 또는
그 이상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대수 1A

3111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대수 2A

3301

대수1과 기하학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대수 2A 브릿지

3053

대수1과 기하학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기하학 A

3201

대수1A, 1B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예비 미적분 A

3489

대수 2A, 2B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생물 A

3631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화학 A

3721

학습 결과 유지
기하학 A B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물질과 에너지 A

3749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건강
종합보건교육

수학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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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과목 (계속)
과목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coursebulletin.montgomeryschoolsmd.org.
과목

과목 번호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제공 장소

사회
현대 세계사 A

2221

11-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치 A

2107

10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미국사 A

2110

9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5161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과학 기술 교육
과학 기술 기초 A

Thomas S. Wootton 고등학교-통합 온라인 학습 학교
Wootton 고등학교에서의 모든 지역 여름학교는 학교에서의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통합 학습반입니다. 이 통합 온라인 학습반에
등록한 학생은 지정된 날 오전 8시 30분-11시 30분 학교에서 교사의 교습을 받고 다른 날은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됩니다. 또한 학생은 학과목 수업내용을 온라인에서 스스로 완성해야 합니다. 학생의 스케줄은 첫 수업시간에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은 매일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하며 Google Chrome이 있고 인터넷이 되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은 Montgomery 카운티 공공도서관과 MCPS 여름학교가 있는 학교에서 무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Project Reboot이 제공하는 재정비된 저렴한 가격의 컴퓨터가 조건에 맞는 학생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카운슬러,
학교장과 Linkages to Learning 직원은 학생과 학생 가족에게 필요한 Project Reboot 추천양식과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Project Reboot 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http://reboot.cpcug.org/index.html
과목

과목 번호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제공 장소

영어 9A

1311

영어 8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Thomas S. Wootton

대수 1A

3111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Thomas S. Wootton

대수 2A

3301

대수1과 기하학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Thomas S. Wootton

기하학 A

3201

대수1A, 1B 학습 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Thomas S. Wootton

생물 A

3631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Thomas S. Wootton

미국사 A

2110

9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Thomas S. Wo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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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7월 18일-8월 3일)
과목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coursebulletin.montgomeryschoolsmd.org.
과목

과목 번호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제공 장소

영어
영어 9B

1312

영어 8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영어 10B

1322

영어 9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영어 11B

1332

영어 10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영어 12B

1342

영어 11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7835S2

다음 학년도 10학년 혹은
그 이상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건강
종합보건교육

수학
대수 1B

3112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대수 2B

3302

대수1과 기하학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대수 2B 브릿지

3054

대수1과 기하학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기하학 B

3202

대수1A, 1B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예비 미적분 B

3490

대수 2A, 2B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생물 B

3632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화학 B

3722

학습 결과 유지
기하학 A B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물질과 에너지 B

3750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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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과목(계속)
과목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coursebulletin.montgomeryschoolsmd.org.
과목

과목 번호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제공 장소

사회
현대 세계사 B

2222

11-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치 B

2108

10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미국사 B

2112

9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5162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Northwood 고등학교
Walter Johnson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
과학 기술 기초 B

Thomas S. Wootton 고등학교-통합 온라인 학습 학교
Wootton 고등학교에서의 모든 지역 여름학교는 학교에서의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통합 학습반입니다. 이 통합 온라인 학습반에
등록한 학생은 지정된 날 오전 8시 30분-11시 30분 학교에서 교사의 교습을 받고 다른 날은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됩니다. 또한 학생은 학과목 수업내용을 온라인에서 스스로 완성해야 합니다. 학생의 스케줄은 첫 수업시간에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은 매일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하며 Google Chrome이 있고 인터넷이 되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은 Montgomery 카운티 공공도서관과 MCPS 여름학교가 있는 학교에서 무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Project Reboot이 제공하는 재정비된 저렴한 가격의 컴퓨터가 조건에 맞는 학생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카운슬러,
학교장과 Linkages to Learning 직원은 학생과 학생 가족에게 필요한 Project Reboot 추천양식과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Project Reboot 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http://reboot.cpcug.org/index.html
과목

과목 번호

선이수 과목

학점

학비

제공 장소

영어 9B

1312

영어 8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Thomas S. Wootton

대수 1B

3112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Thomas S. Wootton

대수 2B

3302

대수1과 기하학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Thomas S. Wootton

기하학 B

3202

대수1A, 1B 학습결과
유지반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Thomas S. Wootton

생물 B

3632

9-12 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Thomas S. Wootton

미국사 B

2112

9학년

0.5

$300 카운티
거주민
$340 비거주민

Thomas S. Wo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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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ESOL) 여름학교 등록
ESOL 수준 1과 2의 학생으로 여름학교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 등록원서(registration form) 및 학비
면제양식(waiver form)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ESOL
리소스 교사(RT), 학교 ESOL 카운슬러, 학생 카운슬러가
학생의 등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위해 -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ESOL 레벨 1, 2 학생은 영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개발하는 Milestones 교재와 교구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ESOL 랩 강화학습 코스의 학생은 학업에 사용되는 영어를
배울 기회가 제공되며 ESOL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도의
Edge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등록을 원하는 새학기에 9학년이 되는 학생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ESOL 프로그램에 등록된 MCPS 학생.
• 등록 양식에 서명할 ESOL 리소스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 고등학교에서 현재 ESOL 레벨 1과 2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 ESOL 프로그램에 등록된 MCPS 중학생.
• 중학교 ESOL 교사가 추천한 학생
• 등록 전, 고등학교 학교장이나 대리인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랩 코스1206와 1216등록용

ESOL 1학기
과목

과목 번호

ESOL 레벨 1A

1201

ESOL 레벨 2A

1202

ESOL 랩 A

1206

선이수 과목
영어 학점 또는 영어 보강 학점
고등학생용
영어 학점 또는 영어 보강 학점
고등학생용
ESOL 레벨 1과 ESOL 레벨 2, 강화학습 선택
과목
고등학생과 9학년이 되는 학생
2017학사연도 2학기, MCPS에 등록하게 될
전학생에게 추천합니다.

학점

학비

영어

$140

영어

$140

선택과목

$140

학점

학비

영어

$140

영어

$140

선택과목

$140

고등학교 사이트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ESOL 2학기
과목

과목 번호

ESOL 레벨 1B

1211

ESOL 레벨 2B

1212

ESOL 랩 B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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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수 과목
영어 학점 또는 영어 보강 학점
고등학생용
영어 학점 또는 영어 보강 학점
고등학생용
ESOL 레벨 1과 ESOL 레벨 2, 강화학습 선택
과목
고등학생과 9학년이 되는 학생
2017학사연도 2학기, MCPS에 등록하게 될
전학생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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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이트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Northwood 고등학교
Watkins Mill 고등학교

발견 프로젝트

Student eLearning–온라인 과목

발견 프로젝트: 신체적 장애 0435
유치원-12학년까지
발견 프로젝트는 MCPS와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Department (MCRD)가 공동으로 후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4-18세의 학생을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4세-18세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독창적인 예술, 음악 그리고 (수영을 포함하는) 신체적
적응 교육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udent eLearning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과목을
수강하여 고등학교 학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목은 MCPS의 유능한 교사들이 가르치며 교사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물을 부과하며 질문에 대답하고
토론을 유도하며 성적을 부여하고 교과 내용과 학생들의 발전
과정을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교사들은 매우 헌신적으로,
각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온라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직업 및 물리 치료사, 간호사 그리고 MCRD가 제공하는 봉사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수용 인원은 30명 입니다.
장소: Earle B. Wood MS
날짜: 2017년 7월 10일-8월 4일
시간: 오전 9시 40분-오후 1시 10분
학비: MCPS $140과 MCRD $275
Project Discovery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등록 양식은 Ms. Jane
M. Juliano에게 문의합시다. 전화번호 301-657-4959 등록
양식을 작성한 후, 수표 또는 우편환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냅니다.
수취인: MCPS 앞으로 $140 그리고 MCRD 앞으로 $275. 2개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등록 마감일은 2017년 5월 15일(금)입니다.
보낼 곳: Ms. Christine Novick Physical Disabilities Program,
8001 Lynnbrook Drive, Bethesda, MD 20814

모든 MCPS 온라인 과목은 학생이 학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출석해야하는 여러차례의 교사와 학생의 대면 학습 시간을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 동기가 매우 높고 시간 관리를
잘하며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과목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름 학기 강좌에서는 한
학기 동안의 동일한 교과 과정이 3주 기간으로 압축됩니다.
본 과목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하루 4-5시간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종합 보건 교육(Comprehensive Health
Education), 과학기술 기초(Foundations of Technology),
컴퓨터 공학의 기초(Foundations of Computer Science) 그리고
인가받은 AP 과목이 MCPS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eLearning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등록은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
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onlinelearning 또한
온라인 과목등록 담당자 Brian Anders씨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Brian_T_Anders@mcpsmd.org,
전화번호:301-279-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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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wood 고등학교

Thomas S. Wootton 고등학교

919 University Blvd., West
Silver Spring, Maryland 20901
전화번호: 301-649-8088
팩스: 301-649-8285
www.montgomeryschoolsmd.org/
schools/northwoodHS/

혼합 온라인 학습 사이트
2100 Wootton Parkway
Rockville, Maryland 20850
전화번호: 301-279-8550
팩스: 301-279-8569
www.montgomeryschoolsmd.org/
schools/woottonHS/

Walter Johnson 고등학교
6400 Rock Spring Drive
Bethesda, Maryland 20814
전화번호: 301-803-7100
팩스: 301-571-6986
www.montgomeryschoolsmd.org/
schools/wjHS/

Watkins Mill 고등학교
10301 Apple Ridge Road
Gaithersburg, Maryland 20879
전화번호: 301-284-4400
팩스: 301-840-3980
www.montgomeryschoolsmd.org/
schools/watkinsmillHS/

장애우를 위한 본 안내서가 1990년도 미국 장애인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 따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112, Rockville, MD 20850, 전화번호 301-279-3391 또는
1-800-735-2258(Maryland Relay)로 연락해 주십시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ds(MCPS)와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분은 청각 장애 프로그램(Deaf and Hard of Hearing Program)
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통역 서비스: 전화 240-740-1800, 301-637-2958VP)
또는 이메일(interpreting_services@mcpsmd.org)을 통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CPS는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혈통,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사회 경제적 지위, 성적 경향,
성 정체성, 신체적 특징 또는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합니다. 인종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Office of theChief Academic Officer의 Executive Director인 Ms. Lori-Christina
Webb (주소: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850 Hungerford Drive, Room 129,
Rockville, Maryland 20850, 전화:301-279-3128)로 연락하시거나 Student Leadership
Office(전화:240-314-4824)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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